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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.265

NDA-U-PA0 서베일리언스용 캐비닛 24VAC
감시 캐비닛, 24VAC 입력, 24VAC 출력, IP66
주문 번호 NDA-U-PA0 | F.01U.324.947

기능
인증 및 승인
지역

규정 준수/품질 표시

유럽

CE

Declaration of Conformity (DoC) AUTODOME IP starlight 5000i,-IR

미국

UL

AUTODOME IP starlight 5000i

설치/구성 노트
기술 사양
주문 정보
NDP-5512-Z30C PTZ 2MP HDR 30x 투명 매립형
주문 번호 NDP-5512-Z30C | F.01U.345.123
NDP-5512-Z30 PTZ 2MP HDR 30x 투명 IP66 펜던트
주문 번호 NDP-5512-Z30 | F.01U.345.122

액세서리
UPA-2450-50 PSU, 220VAC 50Hz, 24VAC 50VA 출력
내부 카메라 전원. 220VAC, 50Hz 입력, 24VAC, 50VA 출력
주문 번호 UPA-2450-50 | F.01U.076.157
UPA-2450-60 PSU, 120VAC 60Hz, 24VAC 50VA 출력
카메라용 실내 전원 공급 장치 120VAC, 60Hz 입력. 24VAC,
50VA 출력
주문 번호 UPA-2450-60 | F.01U.076.154
NPD-6001B 미드스팬, 60W, 단일 포트, AC 입력
조명기가 없는 카메라를 위한 60W 실내용 미드스팬
주문 번호 NPD-6001B | F.01U.347.358 F.01U.392.458

NDA-U-PA1 서베일리언스용 캐비닛 120VAC
감시 캐비닛, 100 - 120VAC 입력, 50/60Hz 입력, 24VAC 출
력, IP66
주문 번호 NDA-U-PA1 | F.01U.324.948
NDA-U-PA2 서베일리언스용 캐비닛 230VAC
감시 캐비닛, 230VAC 입력, 24VAC 출력, IP66
주문 번호 NDA-U-PA2 | F.01U.324.949
NDA-U-CMT 코너 장착 어댑터
범용 모서리 거치대, 흰색
주문 번호 NDA-U-CMT | F.01U.324.946
NDA-U-PMAL 폴 마운트 어댑터 대형
범용 기둥 장착 어댑터, 흰색; 대형
주문 번호 NDA-U-PMAL | F.01U.324.944
NDA-U-PMAS 폴 마운트 어댑터 소형
기둥 장착 어댑터(소형)
범용 기둥 장착 어댑터, 흰색; 소형
주문 번호 NDA-U-PMAS | F.01U.324.943
NDA-U-PMT 펜던트 파이프 마운트, 12인치(31cm)
돔 카메라 용 범용 파이프 거치대, 31cm, 흰색
주문 번호 NDA-U-PMT | F.01U.324.940
NDA-U-PMTE 펜던트 파이프 확장, 20인치(50cm)
범용 파이프 거치대용 연장관, 50cm, 흰색
주문 번호 NDA-U-PMTE | F.01U.324.941
NDA-U-PSMB 펜던트 벽면/천장 마운트 SMB
벽면 거치대 또는 파이프 거치대용 표면 장착 박스(SMB)
주문 번호 NDA-U-PSMB | F.01U.324.942
NDA-U-WMP 벽면 장착 플레이트
범용 벽면 거치대, 모서리 거치대 및 기둥 거치대 백 플레이트,
흰색, IP66
주문 번호 NDA-U-WMP | F.01U.324.9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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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DA-U-WMT 펜던트 벽면 장착
돔 카메라용 범용 벽면 거치대, 흰색
주문 번호 NDA-U-WMT | F.01U.324.939
NDA-U-RMT 펜던트 난간 마운트
돔 카메라용 범용 지붕 거치대, 흰색
주문 번호 NDA-U-RMT | F.01U.324.945
LTC 9230/01 난간 지붕 장착 어댑터
평면 지붕 장착 어댑터를 위해 평평한 바닥에 수직 방향으로
설치할 경우
주문 번호 LTC 9230/01 | F.01U.503.630
VGA-IC-SP 서스펜드형 천장 장착 지원 키트, 7인치
돔 카메라용 서스펜드형 천장 장착 지원 키트. 구멍
Ø177mm(Ø7in). 지원되는 최대 무게 11.3kg(25lb).
주문 번호 VGA-IC-SP | F.01U.245.271
MNT-ICP-ADC AUTODOME용 드롭 천장 장착 지원 키트
AUTODOME IP 4000/5000/7000 및 VG5-100 / 600 시리즈
천장 카메라용 서스펜션 천장 지원 키트
주문 번호 MNT-ICP-ADC | F.01U.316.1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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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FP-25 광섬유 모듈, 1310/1550nm, 1SC
SFP 광섬유 모듈, 2km (1.2마일), SC 커넥터 하나
멀티 모드
1310/1550nm
주문 번호 SFP-25 | F.01U.136.541
SFP-26 광섬유 모듈, 1550/1310nm, 1SC
SFP 광섬유 모듈, 2km (1.2마일), SC 커넥터 하나
멀티 모드
1550/1310nm
주문 번호 SFP-26 | F.01U.136.542

소프트웨어 옵션
시리얼 프로토콜용 MVS-FCOM-PRCL 라이선스 키
IP 카메라용 시리얼 프로토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(e-라이선
스)
주문 번호 MVS-FCOM-PRCL | F.01U.314.101

NDA-4020-PLEN PTZ 돔용 플래넘 장착함
충분한 공간을 위한 AUTODOME IP 4000i 및 AUTODOME
IP 5000i 카메라용 천장형 하우징. 일부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
있습니다.
주문 번호 NDA-4020-PLEN | F.01U.396.548
F.01U.324.915
NDA-5020-PTBL PTZ 돔용 틴티드 버블
AUTODOME IP 5000i 카메라의 펜던트형 모델용 옅은 색조
버블
주문 번호 NDA-5020-PTBL | F.01U.396.550
F.01U.332.331
NEZ-A5-BUB-CTIP 버블, 틴트, 매립형 모델용
AUTODOME IP 5000i 카메라의 천장 장착형 모델용 옅은 색
조 버블.
주문 번호 NEZ-A5-BUB-CTIP | F.01U.396.552
F.01U.313.102
VG4-SFPSCKT SFP 인터페이스 키트에 대한 이더넷
AUTODOME 카메라용, MIC 아날로그 카메라를 위한 MIC-IPPSU용 및 감시 캐비닛(NDA-U-PA0, NDA-U-PA1 및 NDA-UPA2)용 이더넷 미디어 변환기 영상 송신기/데이터 수신기 광
섬유 키트.
주문 번호 VG4-SFPSCKT | F.01U.142.529
SFP-2 광섬유 모듈, 다중 모드, 1310nm, 2LC
SFP 광섬유 모듈, 2km(1.2마일), LC 커넥터 둘.
멀티 모드
1310mm
주문 번호 SFP-2 | F.01U.136.537
SFP-3 광섬유 모듈, 단일 모드, 1310nm, 2LC
SFP 광섬유 모듈, 20km(12.4마일), LC 커넥터 둘.
단일 모드
1310nm
주문 번호 SFP-3 | F.01U.136.5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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